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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적군이 아군의 기지를 향해 무장을 발사했을 때, 이를 요격하기 위해 발사할 요격 무장
의 개수를 결정하는 문제를 다룬다. 기존의 요격 무장 할당 문제에 관한 연구들은 요격 무장의 요격 성공
확률을 알고 있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두었다. 하지만 실제 전쟁 중에는 상황에 따라 요격 성공 확률이
기존에 가정한 값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현실적인 연구가 되려면 이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가정한 채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요격 성공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가정을 바탕으
로 요격 무장 할당 문제를 multi-armed bandit 문제로 모델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1. 서 론
본 논문은 적군이 아군의 기지를 향해 무장을 발사했
을 때, 이를 요격하기 위해 발사할 요격 무장의 개수를
결정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때 적군이 발사한 무장을 요
격하기 위해 너무 많은 요격 무장을 발사하게 되면 아군
의 자산을 낭비하게 되고, 너무 적은 요격 무장을 발사
하게 되면 적군이 발사한 무장을 요격하지 못할 수도 있
다. 따라서 요격 무장의 가격과 요격에 실패했을 때 받
게 되는 피해를 고려해서 발사할 요격 무장의 개수를 효
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요격 무장 할당 문제와 관련된 이전의 주요 연구로는
확률적인 최단 거리 문제(stochastic shortest path
problem)를 이용한 연구[2]와 제약이 있는 최적화 문제
(constrained optimization problem)를 이용한 연구[3]가
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요격 무장 할당 문제를 상태
(state)가 남아있는 아군의 요격 무장의 개수, 발사된 적
군의 무장의 개수 등으로 구성된 확률적인 최단 거리 문
제로 모델링한 후, 상태 집합의 크기가 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가치 함수(value function)를 인공 신경망을
이용하여 근사시켰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요격 무장 할
당 문제를 제약조건이 발사 가능한 요격 무장의 개수이
고 최적화 문제가 요격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인 제약이
있는 최적화 문제로 모델링한 후, 정수 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을 이용하여 발사할 요격 무장 개수를 계
산하였다.
하지만 위의 두 연구는 모두 요격 무장의 요격 성공
확률을 알고 있다는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전투 시뮬레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 전투 시뮬레이터에 요격 무장의 요격 성
* 본 연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으로 한국과
학기술원 초고속비행체특화센터에서 수행되었습니다.

공 확률이 내재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있고, 두 번째 연구
에서는 제약이 있는 최적화 문제를 모델링할 때 요격 무
장의 요격 성공 확률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
러나 실제 전쟁 중에는 상황에 따라 요격 성공 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확률을 잘못 가정했을 경우 막
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적인 상황 고려한 요격 무장 할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문제를 multi-armed bandit을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그리고 multi-armed bandit 문
제의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요격 무장의 요격 확률
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발사할 요격 무장의 개수를 효율
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요격 무장
할당 문제를 모델링하기 위한 multi-armed bandit 문제
에 대해서 알아보고, 3장에서는 모델링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4장에서는 실험에 사용된 알고리즘들과 실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결론을 내
리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2. Multi-armed Bandit 문제
Multi-armed bandit은 강화학습 문제의 한 갈래인 순
차적 의사 결정(sequential decision making) 문제를 모
델링하는데 사용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카지노에서
여러 대의 슬롯머신이 있을 때, 학습의 주체인 에이전트
(agent)가 어느 슬롯머신을 선택해야 가장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슬롯머신들을 선택해나가며 이를
알아내는 것이다[1]. 에이전트는 time step  마다  개
의 슬롯머신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  를 받는다.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슬롯머신을 선택했을 때 받게 되는
보상이 모수  (  ≤  ≤  )를 가지는 베르누이
(Bernoulli) 분포로부터 나온다고 가정한다. 또한, 실험에
서 베이지안(Bayesian) 방식의 알고리즘들도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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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각각의 베르누이 분포의 모수  는 모수가  ,  인
베타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Multi-armed bandit 문제의 알고리즘들은 time step
 때까지의 regret  값으로 성능평가를 하는데, 이는  번
째까지 최적 정책을 따라 슬롯머신을 선택하여 받은 보상
의 합과 알고리즘을 따라 선택하여 받은 보상의 합의 차이
의 기댓값이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식에
서  는 슬롯머신들의 보상의 기댓값 중 가장 큰 값이다.

   









3. 요격 무장 할당 문제의 모델링

독립적인 모델
2개

3개

요격 성공 확률







사전 확률 분포







종속적인 모델
요격 성공 확률
사전 확률 분포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사후 확률은 베타 혼합(beta
mixture) 분포임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멘트
정합(moment matching) 기법을 이용하여 이 베타 혼합
분포를 새로운 하나의 베타 분포 ′′ 로 근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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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격 무장을 3개 발사했을 때도 비슷한 방법으로 근사할
수 있다.
4. 실험

본 논문에서는 발사 가능한 요격 무장의 개수를 최소
1개에서 최대 3개로 가정하고,  번째 슬롯머신을 선택하
는 것을 요격 무장을  개 발사하는 것으로 대응시켜서
요격 무장 할당 문제를 multi-armed bandit 문제로 모
델링한다. 그리고 요격 무장을 1개 발사했을 때의 요격
성공 확률과 요격 무장을 여러 개 발사했을 때의 요격
성공 확률이 독립적인지 또는 종속적인지에 따라 두 가
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모델링하였다. 아래의 표 1에 이
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1에서    는 모수가  ,  인
베타 분포를 의미하고, 사전 확률 분포는 요격 성공 확
률에 대한 초기 확률 분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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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총 5가지 방법을 요격 무장 할당 문제를
모델링한 multi-armed bandit 문제에 적용했다.
1) 임의로 요격 성공 확률을 정하는 방법 (Fixed)
요격 성공 확률을 사전에 임의로 설정하고, time
step마다 보상의 기댓값이 가장 높은 슬롯머신을
선택한다.
2) 최대우도 (Maximum likelihood) 추정법 (ML)
요격 성공 확률을 최대우도 추정법을 이용해서 추
정하고, time step마다 추정한 요격 성공 확률을
바탕으로 보상의 기댓값이 가장 높은 슬롯머신을
선택한다.
3) Thompson sampling[4]
Time step마다 요격 성공 확률에 대한 사후 확률
분포에서부터 요격 성공 확률을 하나 샘플링한 후,
이 값을 바탕으로 보상의 기댓값이 가장 높은 슬
롯머신을 선택한다.
4) Bayes-UCB[5]
Time step마다 요격 성공 확률을 사후 확률의 누

log

적 분포 값이    이 되는 값으로 설정한다.



표 1. 독립적인 모델과 종속적인 모델

요격 무장을 발사한 후 요격 성공 여부에 따라서 사전
확률 분포의 모수를 업데이트할 때, 독립적인 모델의 경
우에는 단순히 요격 성공 여부에 따라 베타 분포의 모수
를 증가시켜주면 된다. 하지만 종속적인 모델의 경우에
는 독립적인 모델같이 단순한 방식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요격 무장을 2개 발사했을 때
요격에 성공했다면 2개 중 몇 개나 요격에 성공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사 방법으로 종속적인
모델에서 모수를 업데이트하였다. 예를 들어, 요격 무장
을 2개 발사했을 때 요격에 성공했다고 가정하자. 그러
면 그 때의 사후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현재 time step이고, 은 최대 time
step이고,  는 상수로 본 논문에서는 이 값을 0으
로 설정하였다. 설정한 요격 성공 확률을 바탕으로
보상의 기댓값이 가장 높은 슬롯머신을 선택한다.
5) KL-UCB[6]
Time step마다 요격 성공 확률을 아래의 값으로
설정하고 보상의 기댓값이 가장 높은 슬롯머신을
선택한다.
 
max  ∊       ≤ log  loglog
 
여기서  는 경계(bound)로   이고,  와
  는 각각 현재 time step 까지 총 슬롯머신 
를 선택한 횟수와 를 선택했을 때 요격에 성공한
횟수이고,  는 상수로 본 논문에서는 이 값을 0으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는 베르누이 KL-발
산(KL-divergence)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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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실험에서 요격 무장 당 가격은 –20으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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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실패했을 때 받게 되는 피해는 –1000으로 설정하
였다. 나머지 실험 환경 설정은 아래의 표 2에 나타내었
다. 실험 환경은 각각의 모델에서 요격 성공 확률이 실
제 값보다 과소평가 받고 있을 때와 과대평가 받고 있을
때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정하였다.
독립적인
모델
실제 값
고정 값
ML의



과소평가






과대평가




0.9
0.6

0.99
0.84

0.999
0.936

0.6
0.9

0.84
0.99

0.936
0.999

초기 값
 ,  의

0.6

0.84

0.936

0.9

0.99

0.999

6.0,

8.4,

9.36,

9.0,

9.9,

9.99,

초기 값

4.0

1.6

0.64

1.0

0.1

0.01

종속적인
모델
실제 값
고정 값
ML의
초기 값
,  의
초기 값

과소평가

0.9
0.6

과대평가

0.6
0.9

0.6

0.9

6.0, 4.0

9.0, 1.0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요격 성공 확률을 추
정하려면 각 슬롯머신을 여러 번 선택해봐야 한다. 하지
만 종속적인 모델은 슬롯머신끼리 베타 분포의 모수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독립적인 모델에 비해 적은 수의 시
행을 하고도 요격 성공 확률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에 적용한 여러 알고리즘들 중 본 논
문의 실험 환경에서는 베이지안 방식의 알고리즘이 대부
분 좋은 성능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표 2. 실험 환경 설정

위의 표 2를 보면 독립적인 모델에서 무장을 1개 발사할
때의 확률 값과 여러 발 발사할 때의 확률 값이 서로 연
관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독립적인 모델과
종속적인 모델 간의 비교를 위함이다. 아래의 그림 1과
그림 2는 time step마다의 regret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본 논문은 적군이 아군을 향해 무장을 발사하였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요격 무장의 개수를 결
정하는 문제를 multi-armed bandit 문제로 모델링하여
해결하였다. 실험 결과 요격 무장을 한 개 발사했을 때
와 여러 개 발사했을 때의 요격 성공 확률이 서로 연관
되어있다고 가정한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고, 본 논문의 실험 환경에서는 베이지안 방법의 알
고리즘이 대부분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의 모델에서는 요격 무장의 요격 성공 확률을 시
행착오를 통한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론하고 있다. 하지
만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기상 상황이나 무장들 간의 충
돌 각도 등에 따라 요격 성공 확률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아군의 남은 요격 무장의 개수 등의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모델을 contextual bandit
이나 multi-objective bandit으로 확장하여 이러한 한계
들을 극복하는 것이 향후 연구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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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요격 무장의 요격 성공 확률을 과소평가할 때

그림 2. 요격 무장의 요격 성공 확률을 과대평가할 때

실험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독립적인 모델보다 종속
적인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 이
유는 독립적인 모델은 슬롯머신마다 베타 분포의 모수를

841

